2019년 제3기

서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신청기간: 2019. 8. 21.(수) ~ 8. 30.(금), 09:00 ~ 18:00 [과정별 선착순 마감]
운영과정: 1인 3개 과정까지 신청가능

※첫날 무단결석 시 자동 수강취소

❍정규교육과정: 부모교육 상담사 2급 과정 등 6개 정규과정 [학습관 정규교육과정]
❍하루학당특강: 천연미스트 만들기 등 17개 일일특강 [주간·야간 특화 맞춤특강]
❍주말가족특강: 셀프 뷰티 네일아트 등 4개 주말특강 [토요일 가족단위 특강]
신청방법: 인터넷·전화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인터넷 접수 권장

인터넷 접수: http://www.bsseogu.go.kr/edu/
[강좌조회 및 신청 → 프로그램 현황·검색]

전 화 접 수 : ☎240-4044~5
상: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서구민 및 관내 직장인 우선 접수)

대

수강료: 무

료(단, 재료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이며 자격증 발급은 자율선택)

▣정규교육과정【평생학습관 정규강좌(성인)】
연번

프로그램 명

운영기간

①

생활환경관리지도사
자격증 과정

②

나를 가꾸는 바디디자인

③

모래로 그리는
스토리텔링 샌드아트

④

부모교육 상담사 2급 과정

9.10.~11.26.(12회)
화/10:00~13:00
9.10.~11.26.(12회)
화/19:00~21:00
9.17.~10.22.(6회)
화/16:00~18:00
9.4.~12.18.(15회)
수/10:00~13:00
9.19.~12.12.(12회)
목/10:00~13:00
9.20.~11.22.(10회)
금/10:00~12:00

⑤
⑥

치매재활 활동가
양성 과정
플라워 토탈아트
공예 공작소

주·야
주간
야간
주간
주간
주간
주간

정원(명) 교육장소
평생학습관
2강의실
평생학습관
20명
2강의실
평생학습관
20명
(부모1-자녀1) 1강의실
평생학습관
30명
2강의실
평생학습관
30명
2강의실
평생학습관
20명
2강의실

30명

비고
교재비: 2만원
자격검증료 별도

초등 고학년 이상
가족단위 우선접수
교재비: 1만3천원
자격검증료 별도
교재비: 1만원
자격검증료 별도
재료비: 3만원

주 요 과정 소 개
부모교육 상담사
2급 과정
▪일정
·9.4.~12.18(수) 10:00~13:00

▪주요내용
·우리는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가?
·부모와 어린이 자아정체감
·집단상담, 인성과 성에
대한 자아정체감

▪참고사항
·교재비: 1만3천원
·검증료: 7만원 ▸희망자
(한국심성교육개발원)

치매재활 활동가
양성 과정
▪일정
·9.19.~12.12(목) 10:00~13:00

▪주요내용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혈관성 치매
·자가진단과 테스트
·치매치료 케어와 재활
·치매예방과 간호요령

▪참고사항
·교재비: 1만원
·검증료: 8만원 ▸희망자
(국제웃음치료협회)

생활환경관리지도사
자격증 과정
▪일정
·9.10.~11.26(화) 10:00~13:00

▪주요내용

모래로 그리는
스토리텔링 샌드아트
▪일정
·9.17.~10.22(화) 16:00~18:00

▪주요내용(예시)

·정주생활권 기후환경의
변화와 이상 현상
·생활폐기물 문제와 실천법
·사막화, 해수면상승,
미세먼지, 소음 등

▪참고사항
·교재비: 2만원
·검증료: 10만원 ▸희망자
(환경관리지도사협의회)

▪참고사항
·교재 및 재료비 없음
·초등 고학년 이상
가족단위 우선접수

▣프로그램별 교육장소 확인 필 / 재료비는 당일지참
⑦실용만점! 생활도자기
•8.26(월) [오전반] 10:00~12:00
[야간반] 19:00~21:00
•성인(10명) / 재료비 5천원
•오캄세라믹
(부민동 흑교로 109번길 부용교회
건물 옆 1층 상가)

⑧꽃집 사장님께 배우는
플라워레슨
•8.28(수) 19:00~21:00
•성인(4명) / 재료비 8천원
•라스플로레스
(부민동 대청로3, 동아대부민캠퍼스
맞은편 스타벅스 코너 옆)

v내손으로 만드는 플레이팅 사각접시 v동네 꽃집에서 배우는 플라워리스

⑩건강한 천연한방
샴푸 만들기

⑪센스 있는 추석선물
향수 블랜딩

•9.3(화) 10:00~12:00

•9.4(수) 10:00~12:00

•성인(12명) / 재료비 6천원

•성인(7명) / 재료비 6천원

•손으로만드는비누공방

•이디야커피숍 2층(고신대병원 맞은편)

(남부민초등학교 옆)

v두피보습과 부드러운 머릿결을 한번에!

⑬추석선물 화과자 10구

v향을 직접 블랜딩하여 센스 있는
향수선물 만들기

⑭명절증후군NO!
손발 수기 셀프마사지

⑨구움과자 클래스
(바삭 촉촉 스콘만들기)
•8.29(목) 19:00~21:00
•성인(6명) / 재료비 7천원
•낫투스윗
(대영로 27번길 11,서부경찰서 맞은편
한 블럭 아래 옹녀조개구이 쪽 골목
50M도보)

v영국식 퀵브레드, 속을 넣지않은 구운빵

⑫여름 자외선에 푸석해진
피부보호 천연미스트 만들기
•9.4.(수) 19:00~21:00(야간)
•성인(15명)

v작품예시(참고용)

•재료비 6천원
•서구평생학습관
(서구청 신관2층)

v피부촉촉 미스트

⑮내 몸을 지키는 체형교정
생활 속 올바른 생존운동법

•9.10(화) [오전반] 10:00~12:00
[오후반] 19:00~21:00

•9.18.(수) 19:00~21:00(야간)

•9.25.(수) 19:00~21:00(야간)

•성인(20명) / 편안한 복장

•성인(20명) / 편안한 복장

•성인(10명) / 재료비 7천원

•서구평생학습관 (서구청 신관2층) •서구평생학습관 (서구청 신관2층)

•더푸디 요리연구소

v내 몸 진단과 경락·경혈

(동대신동 삼익아파트 13동 방향 입구)

v 화과자를 만들고 포장까지!

(얼굴, 손, 발)
v매일 아침·저녁 셀프 간단마사지

v인체의 구조와 기능(근골격)
v모든 신체 기능별 체형교정
생존운동법

⑯깊은 여운, 한 방울의 묘미
원데이 커피 클래스

⑱손님 접대용 파티 요리
(팔보채 만들기)

⑰기혈 순환 셀프 스트레칭

•9.26(목) 10:00~12:00

•10.2.(수) 19:00~21:00(야간)

•10.17.(목) 19:00~21:00(야간)

•성인(15명) / 재료비 5천원

•성인(20명) / 편안한 복장

•성인(15명)

•라비타 바리스타학원2층

•서구평생학습관 (서구청 신관2층) •재료비 5천원

(흑교로109번길45, 동아대박물관
맞은편 이니스프리에서 뒤로
한 블럭, 왼쪽)

v기혈순환의 원리(제2의 심장)
v기혈을 순환시키는 수기요법 및
관절 스트레칭

ü로스팅견학, 기초핸드드립, 커피시음

⑲가을의 향기를 품은
패브릭 퍼퓸(조향) DIY
•10.23.(수) 19:00~21:00(야간)

•서구음식나라
조리학원
(자갈치역 2번 출구)

⑳자연물로 가을을 표현하는
위빙액자 만들기

21 간단한 바느질로 뚝딱!
◯
가죽공예 버킷백 제작

•11.6.(수) 19:00~21:00(야간)

•10.30.(수) 19:00~21:00(야간)

v작품예시(참고용) •성인(15명)

•성인(15명)

v작품예시(참고용) •성인(15명)
•재료비 7천원

•재료비 6천원

•재료비 6천원

•서구평생학습관

•서구평생학습관

•서구평생학습관

(서구청 신관2층)

(서구청 신관2층)

(서구청 신관2층)

22 반려식물 마크라메 벽걸이
◯

v작품예시(참고용)

23 간단하지만 그럴싸한요리
◯
(양장피잡채)

•11.21.(목) 19:00~21:00(야간)
v작품예시(참고용)
•성인(15명)
v작품예시(참고용) •성인(15명)
•재료비 5천원
•재료비 6천원
•서구음식나라
•서구평생학습관
조리학원
(서구청 신관2층)
•11.13.(수) 19:00~21:00(야간)

v작품예시(참고용)

하루 한̇ 강좌로
̇ ̇ ̇ ̇
지식건강
챙기세요!

(자갈치역 2번 출구)
24 【수(手)려한 손 미용】
◯
셀프 뷰티 네일아트

•9.21.(토) 10:00~12:00(주말)
•가족단위 10팀(20명)
v작품예시(참고용)
•재료비 3천원(개인별)
•서구평생학습관

25 【꽃보다 빛나는 당신】
◯
LED램프 플라워 공예

•9.21.(토) 10:00~12:00(주말)
•가족단위 15팀(30명)
v작품예시(참고용)
•재료비 3천원(가족별)
•서구평생학습관
(서구청 신관2층)

(서구청 신관2층)

v초등 고학년 이상
가족단위 우선접수

v초등 고학년 이상
가족단위 우선접수
26 반려식물 원예공예
◯
화분 만들기

27 하바리움 원목 무드등
◯
공예작품 만들기

•9.28.(토) 10:00~12:00(주말)

•9.28.(토) 10:00~12:00(주말)

•가족단위 15팀(30명)

•가족단위 15팀(30명)

v작품예시(참고용)

•재료비 3천원(가족별)

•재료비 3천원(가족별)

•서구평생학습관

•서구평생학습관

(서구청 신관2층)

(서구청 신관2층)

v초등 고학년 이상
가족단위 우선접수

v초등 고학년 이상
가족단위 우선접수

v작품예시(참고용)

2019년 제3기 서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신청기간: 2019. 8. 21.(수) 오전 9시 부터 선착순 접수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홈페이지 및 전화 접수 (☎240-4044~5)

신청방법:

대
상: 서구민·직장인 우선 접수, 가족단위 과정 외 20세 이상 접수가능
※1인 3개 과정까지 신청 가능, 자격증 관련 상세정보는 맨 앞면 또는 홈페이지 참조
연번
1
2

프로그램 명

운영기간

운영시간

[자격증]생활환경관리지도사 9.10.~11.26.(12회) 화/10:00~13:00
나를 가꾸는 바디디자인

9.10.~11.26.(12회) 화/19:00~21:00

정원

교육장소

30명

비고
교재비: 2만원

20명

20명
화/16:00~18:00 (부모1-자녀1)

초등 고학년 이상
가족단위 우선접수

3

스토리텔링 샌드(모래)아트 9.17.~10.22.(6회)

4

[자격증]부모교육 상담사 2급 9.4.~12.18.(15회) 수/10:00~13:00

30명

5

[자격증]치매재활 활동가 양성 9.19.~12.12.(12회) 목/10:00~13:00

30명

교재비: 1만원

20명

재료비: 3만원

월/10:00~12:00 오전·야간 오캄세라믹
월/19:00~21:00
각 10명 (부용교회 옆)

재료비: 5천원

서구청
평생학습관

교재비: 1만3천원

6

플라워 토탈아트 공예

9.20.~11.22.(10회) 금/10:00~12:00

7

실용만점! 생활도자기

8.26.(일일특강)

8

꽃집 플라워레슨

8.28.(일일특강) 수/19:00~21:00

4명

9

바삭 촉촉 스콘 만들기

8.29.(일일특강) 목/19:00~21:00

6명

10

천연한방 샴푸 만들기

9.3.(일일특강)

화/10:00~12:00

12명

11

추석선물 향수 블랜딩

9.4.(일일특강)

수/10:00~12:00

7명

라스플로레스
(동아대 인근)
낫투스윗
(서부경찰서 인근)
손으로만드는
비누공방
이디야커피
(고신대병원 앞)

피부보호 천연미스트 만들기 9.4.(일일특강)

수/19:00~21:00

15명

서구평생학습관 재료비: 6천원

12
13

추석선물 화과자(10구)

14

손발 수기 셀프마사지

15

서구평생학습관

9.26.(일일특강) 목/10:00~12:00

15명

라비타커피

17

기혈 순환 셀프 스트레칭 10.2.(일일특강) 수/19:00~21:00

20명

서구평생학습관

18

요리특강(팔보채 만들기) 10.17.(일일특강) 목/19:00~21:00

15명

서구음식나라
조리학원

19

패브릭 퍼퓸(조향) D.I.Y 10.23.(일일특강) 수/19:00~21:00

15명

20

자연물 위빙액자 만들기 10.30.(일일특강) 수/19:00~21:00

15명

21
22
23
24
25
26
27

가죽공예 버킷백 제작

재료비: 6천원
재료비: 6천원

화/10:00~12:00 오전·야간 더푸디 요리연구소
재료비: 7천원
화/19:00~21:00
각 10명 (삼익아파트 인근)
서구평생학습관
9.18.(일일특강) 수/19:00~21:00
20명

생활 속 올바른 생존운동법 9.25.(일일특강) 수/19:00~21:00
원데이 커피 클래스

재료비: 7천원

9.10.(일일특강)

20명

16

재료비: 8천원

11.6.(일일특강) 수/19:00~21:00

15명

반려식물 마크라메 벽걸이 11.13.(일일특강) 수/19:00~21:00

15명

요리특강(양장피잡채)

11.21.(일일특강) 목/19:00~21:00

15명

[수(手)려한 손 미용]
셀프 뷰티 네일아트
[꽃보다 빛나는 당신]
LED램프 플라워 공예
반려식물 원예공예
화분 만들기
하바리움 원목 무드등
공예작품 만들기

20명
9.21.(일일특강) 토/10:00~12:00 (부모1-자녀1)
30명
9.21.(일일특강) 토/10:00~12:00
(부모1-자녀1)

30명
9.28.(일일특강) 토/10:00~12:00 (부모1-자녀1)
30명
9.28.(일일특강) 토/10:00~12:00
(부모1-자녀1)

재료비: 5천원

재료비: 5천원
재료비: 6천원

서구청
평생학습관

재료비: 6천원
재료비: 7천원
재료비: 6천원

서구음식나라
조리학원

재료비: 5천원
재료비: 3천원

서구청
평생학습관

초등 고학년 이상
가족단위 우선접수
※네일아트는 개인
체험, 그 외 과정
가족별 작품 제작

